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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CA-01 
 

DEEP:NEURO-CA-01 
 

- 품목명: 의료영상검출보조소프트웨어 

– 전문가만 사용하십시오. 

- 본 제품은 의료기기임.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그에 따라 과정들을 수행해야 합

니다. 이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의 지침과 다르게 수행된 시험 결과의 신뢰성

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 목적] 

본 제품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뇌혈관 MRA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자기공명혈관조영술) 영상에서 뇌동맥류로 

의심되는 이상부위를 검출하여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적응증] 

뇌동맥류(Cerebral Aneurysm) 

 

[작동원리] 

웹 브라우저에서 등록된 ID(이메일)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메인화면에 

영상을 입력한다. 분석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영상 분석을 시작하고, 분석 

결과로 뇌동맥류 의심부위 유무를 해당 영상에서 시각화하여 Bounding 

box(TOF 영상) 및 원(MIP 영상)으로 표시한다. 사용자는 영상 조절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 확대/축소, 밝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구성품] 
 

번

호 

부분품 

명칭 

부분품 

관리번호 
규격 수량 

1 웹 RM-001 

- 제품명: DEEP:NEURO-CA-01 

- 모델명: DN-CA-01 

- 버전: Ver.1.1 

1 

2 사용설명서 RM-002 상동 1 

 

[성능] 

1) 주요기능 

(1) 의료영상 입력 및 진단 결과 출력 

- 입력정보: 뇌혈관 MRA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자기공명혈관조영술) 영상 (DICOM 파일 형식) 

- 출력정보: 뇌동맥류 의심 부위 위치 (TOF 및 MIP 영상에 표시) 

(2) 학습데이터 

-  학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제조원에 의한 업데이트 1년 

-  학습데이터의 정보 

⚫ 학습데이터의 종류: 뇌혈관 MRA 영상 

⚫ 학습데이터의 수: 약 500 영상 (단일기관) 

2) 소프트웨어 구동 환경 

(1) 운영환경 

- OS(Operate System)는 윈도우(Windows 7 이상 권고) 또는 

리눅스(Linux) 등의 운영체제가 설치된 일반적인 PC 환경 

- 웹 표준을 준수하는 최신의 웹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7.x 이상  

또는 Chrome, MS IE는 9.0 이상 권고)를 사용 가능한 환경 

-  네트워크를 통한 서버 접속이 가능한 환경 

- CPU(Intel 계열 Pentium 3.0 GHz 이상), RAM(4GB 이상), HDD(100GB 

이상), 모니터(해상도 1920 X 1080 이상) 

(2) 통신환경 

- (Backend가 병원 내 별도 장비에 존재하는 경우) Ethernet 기반 

intranet 연결 

- (Backend가 cloud에 있는 경우) Ethernet 기반 intranet 연결 

(3) 보안 

- 서버 시스템 및 DN-CA-01 서비스 접근 통제 

⚫ 서버 시스템 관리자는 책임자로부터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아 

서버 시스템 관리 

⚫ DN-CA-01의 서비스는 책임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 받고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등록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 DN-CA-01 서비스의 사용자는 DN-CA-01 이외의 서버 

시스템의 접근 제한 

⚫ DN-CA-01 사용자는 개인별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이용 

- 데이터 보안 관리 

⚫ 개인 정보를 포함한 환자 데이터는 속성 암호화하여 저장 

- 서버 시스템 보안 관리 

⚫ 운영 서버에 대한 모든 계정의 로그인 및 사용내역을 

로그파일에 기록한 뒤 관리 

⚫ 서버 접근 및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로그 남김 

(4) 안전장치 

-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이메일(ID) 및 비밀번호 부여 

- 데이터 암복호화: (Internet을 이용하는 경우) 웹서비스와 데이터  

연동 시 보안 프로토콜 HTTPS 사용(SSL 암호화 적용, SHA256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 의료영상검출보조소프트웨어(DN-CA-01) 사용 접근 통제 및  

사용자 제한 

- 환자 데이터 익명화 및 암호화 

- 서버 접근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추적을 위해 로그 파일 기록 

 

[사용방법] 

1) URL을 통하여 도메인에 접속한다. 혹은 CD 및 USB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로그인 화면에 사용자 이메일(ID)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LOGIN) 

버튼을 누른다.  (①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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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화면에서 Drag&Drop을 통해 영상을 입력한다. (①) 

 
 

4) 좌측에 TOF 영상(①), 우측에 MIP 영상(②)으로 분석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5) 분석결과 표시: 뇌동맥류 의심부위가 있는 경우 Box(①/TOF 영상) 및 

Circle(②/MIP 영상)로 이상부위를 표시한다. 

- 뇌동맥류로 의심되는 이상부위가 없을 경우, Box 및 원이 표시되지 

않는다. 
 

6) 이미 판독한 결과는 판독리스트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조회가 가능하다. 

 
 

7) 사용 완료 후 로그아웃 한다. 

 

[결과 판정] 

화면표시 

(뇌혈관 MRA 영상 내) 
결과 판정 

화면  

표시 

TOF 영상 

(좌측 영상) 

Bounding 

Box 

(사각 상자) 

뇌혈관 MRA 영상(TOF 영상)에

서 Bounding box가 표시된 부위

에 뇌동맥류 의심부위가 있음. 

MIP 영상 

(우측 영상) 

Circle 

(원) 

뇌혈관 MRA 영상(MIP 영상)에

서 원이 표시된 부위에 뇌동맥류

의심부위가 있음. 

화면표시 없음 
뇌혈관 MRA 영상에서  

뇌동맥류 의심부위가 없음. 

 

[보관 방법] 

상온 보관 (PC 구동에 문제없는 환경) 

 

[사용 시 주의사항] 

1) 일반적인 주의사항 

(1) 본 소프트웨어는 뇌혈관 MRA 영상에서 영상의학전문의사의 

뇌동맥류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장치이다. 

(2) 본 소프트웨어는 의학적으로 잘 훈련된 숙련자가 사용해야 한다. 

(3) 본 소프트웨어는 승인된 사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본 소프트웨어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본 소프트웨어의 오류, 결함 발생 및 사이버 보안 위협 탐지 시 

사용자는 제품을 직접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제조사에 연락을 

취하여 A/S를 요청한다. 

(6) 의료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판독결과에 의존해서는 아니되며, 환자의 

다른 임상정보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진단을 

결정해야 한다. 

(7) 본 소프트웨어의 기대성능은 검출 민감도 87% 이상 및 검출 특이도 

92% 이상이며, 학습데이터는 단일기관의 뇌혈관 MRA 영상 

500영상으로 제조원에 의해 주기적으로 1년마다 업데이트되므로, 

진단결정 시 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8)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진료기록, 환자정보의 관리 및 

보안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전 주의사항 

(1) 웹 표준을 준수하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버전을 유지한다. 

(2) PC가 네트워크 환경에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3) 자격을 부여 받은 사용자 이메일(ID)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한다. 

(4) 자격을 부여 받은 사용자는 타인에게 본인의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사용 중 주의사항 

(1) 본 소프트웨어는 뇌혈관 MRA 영상 (DICOM 파일 형식)만을 

사용해야 한다. 

(2) 사용자는 환자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익명화된 영상을 입력해야 한다. 

(3) 본 소프트웨어는 변형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4) 본 소프트웨어는 영상에 따라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4) 사용 후 주의사항 

(1) 사용 완료 후 조회한 영상을 모두 닫도록 한다. 

(2) 사용 후 반드시 프로그램을 로그아웃(Log Out) 하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PC의 전원을 Off 한다. 

 

[포장단위] 

1 SET 

 

[문서관리번호] 

RM-002-DN-CA-01_Ko R8 

 

[작성연월일자] 

2020년 12월 15일   

 

 [허가(신고)번호] 

제허 20-467 호 

 
 

 

(주)딥노이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3층 1305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

타워 2차) 

www.deepnoid.com    

☎ 070-8250-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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